
등록특허 10-0357254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G10L 11/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01월10일
10-0357254
2002년10월05일

(21) 출원번호 10-1996-0045255 (65) 공개번호 특1997-0022958
(22) 출원일자 1996년10월11일 (43) 공개일자 1997년05월30일

(30) 우선권주장 95 12039 1995년10월13일 프랑스(FR)

(73) 특허권자 프랑스 뗄레꽁(소시에떼 아노님)
프랑스공화국, 빠리 75015, 쁠라스 달레라이 6

(72) 발명자 마쏠루 도미니끄
프랑스 22700 뻬로-귀이렉 쁠루마나쉬 뤼 셍 귀이렉 109

(74) 대리인 박장원

심사관 : 남인호

(54) 음성수치 전송시스템내의 쾌적잡음 생성방법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음성의 전송을 위한 쾌적잡음 생성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탐지된 각 활성주기가 끝나면, 쾌적잡음의 기술적 파라미터 전체가 하나의 침묵기술트램(SID)으로 만들어진다. 연속되
는 현행불활성트램을 위하여, 주파수 스펙트럼 (SFc)이 분석되고(101), 이어서 이를 미리 기억시킨(103) 기준스펙트
럼 (SFr)과 비교한다(102). 기준주파수 스펙트럼(SFr)과 현행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 (SFc)이 일치하는 때에는 새
로운 트램(SID)이 전송되지 아니한다(105). 이러한 스펙트럼들(SFr, SFc)의 일치가 없는 때에는 새로운 트램(SID)
이 전송된다(104).
    

불연속음성의 수치전송에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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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기술에 관한 도면.

도 2a 는 본 발명의 목적에 따라 송신단에서 쾌적잡음 생성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연속된 기본단계들을 도시한 도면.

도 2b 는 침묵의 묘사트램을 생성하는 적당한 방식을 흐름도의 형식으로 도시한 도면.

도 2c 는 본 발명의 목적에 따라 수신단에서 쾌적잡음 생성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연속적인 기본단계들을 도시한 도면.

도 2d 는 음성부호기가 필터(LPC)를 사용할 수 있는 예측형인 경우에, 쾌적 잡음 생성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연속적인 
기본단계들을 도시한 도면.

도 2e 는 본 발명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송신단에서 쾌적잡음 생성방법을 생성하는 장치의 도식을 기능블록의 형태로 
도시한 도면.

도 3a 는 음성부호기가 예측형인 매우 특별한 경우에, 본 발명의 목적에 따라 송신단에서 쾌적잡음을 생성하는 장치의 
도식을 기능블록의 형태로 도시한 도면.

도 3b 는 도 3a 에 도시된 장치에서 사용되는 쾌적잡음 발생기의 상세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c 는 침묵의 묘사트램을 송신명령 또는 비송신명령신호로 만들 수 있는 연속단계 전체를 기능흐름도의 형태로 도시
한 도면.

도 3d 는 침묵의 묘사트램을 생성하고, 부호화하고, 전송할 수 있는 연속단계 전체를 기능흐름도의 형태로 도시한 도면.

도 3e 는 적당한 실시예에 따라 여기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연속단계 전체를 기능흐름도의 형태로 도시한 도면.

도 4a 는 본 발명의 목적에 따라 수신단에서 쾌적잡음을 생성하는 장치의 도식을 기능블록의 형태로 도시한 도면.

도 4b 는 도 4a 에 도시된 장치내에 사용되는 쾌적잡음 발생기의 상세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불연속적인 음성을 수치로 전송하는 시스템내에서 쾌적한 잡음을 생성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연속적인 음성의 전송시스템에는 음성신호의 존재 또는 부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발성활동모
듈이 포함되어 있다. 전술한 시스템에 의하여 전달되는 음성신호에는 더 상세히 말하면, 침묵에 뒤따르거나, 앞서는 음
성신호가 포함된다. 침묵이나 불활동에 검파되면, 송신시스템은 신호의 송신량을 감소하거나 단순히 전송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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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 들리는 통신의 잡음이 높은 때에, 불활동기간중 잡음의 특성이 갑자기 억제되거나 변경되면, 청취자에게 매우 
불쾌한 효과를 주게 되며, 이러한 효과는 통신을 끊어버리고 싶은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외에도, 음성신호는 때
때로 음성적 명료도의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전술한 단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활동기간중에는 전송이 중단되기 전에 존재하는 원잡음을 재생하는 합성신
호를 삽입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 이유로는 유럽이동무선시스템의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들을 인용할 수 있다.

    
유럽이동무선 전출력시스템은 권고안(ETSI GSM 06.12)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쾌적잡음 발생기 (com
fort noise generator: CNG)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그외에도, 260 비트, 모두 20 ms 로 부호화되는 파라미터 
트램들을 생성하는 음성부호기도 포함되어 있다. 발성활동의 검파기는 트램의 활성 또는 불활성에 관한 정보를 각 트램
에 전달한다. 여기 블록들의 진폭파라미터와 부호기의 분석 LPC 에서 나오는 Log Area Ratios (LAR)는 주위잡음의 
주파수 스펙트럼(LAR)의 수준 또는 진폭 및 포락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쾌적잡음 발생기는 연속서술자의 특정수
에 관한 파라미터들의 평균을 행하고, 음성부호기에서 이용되는 정량화 절차에 따라 이를 정량화하여, 하나의 침묵기술 
서술자, 즉 트램(Silence inscription descriptor: SID)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트램은 하나의 활성주기 및 480 m
s 의 각 불활동주기의 끝에 만들어진다. 트램(SID)은 부호화되고, 트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코드(SID)라는 단어를 
붙여서 전송되어 디코더에 의하여 수신된다. 쾌적잡음은 디코더에서 여기파라미터코드들의 무순추첨에 의하여 합성되
고, 장기예측자의 이득코드는 제로가 되고, 분선 LPC 와 여기블록 진폭에 상응하는 코드들은 트램 SID 의 코드들로 대
치된다. 그 다음에 불활성트램의 부호해독은 음성트램의 부호해독과 같이 수행된다.
    

    
이러한 장치내에서는 쾌적잡음 발생기의 모듈이 음성의 부호기 및 디코더 외측에 있고, 이는 불활성 트램의 처리를 더 
복잡하게 하는 대가로 시스템의 모듈성을 매우 크게 한다는 이점이 있다. 즉, 음성의 트램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부
호기에서는 트램 SID 을 작성하고, 여기코드들을 무작위로 형성하는 것이 추가된다. 그외에도, 송신단에 있는 음성부호
기의 국소적 디코더와 수신단에 있는 원격디코더는 부호기가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불활성주기가 지
나면 더 이상 동기화되지 아니한다.
    

    
유럽이동무선 반출력시스템도 전술한 권고안(ETSI GSM 06.22 및 GSM 06.20)에서 제시된 전출력시스템의 구조화 
유사한 구조의 쾌적잡음 발생기를 이용하고 있다. 발생기(CNG)는 전출력시스템의 발생기(CNG)에서 이용되는 과정과 
동등한 방법으로, 주위잡음의 스펙트럼을 평가하기 위하여 8 연속 트램에 대한 입력신호인 음성신호의 자기상관을 이용
한다. 에너지에 관하여는 이러한 8 트램의 에너지를 고려하여, 예측에너지와 실에너지 사이의 비의 파라미터(GS)를 양
자화시킨다. 그외에도, 음성부호기는 불활성주기중 원격디코더와 동기로 되고, 불활성주기가 시작될 때마다 랜덤발생기
가 재초기화되도록 작동하게 되어 있다.
    

    
다중출력 부호기를 이용하는 시스템도 제안되었는데, 개별연산방식의 그 기능은 CNG 의 기능과 비슷하다. 그중에도 A. 
de JACO, W. GARDNER, P. JACOBS 및 CHONG LEE 등이 " QCELP. The North American CDMA Digital Cellu
lar Variable Rate Speech Coding Standard" , Proc. IEEE Norkshop on Speech Codin for Telecomm, Quebec, 
Oct. 1993, pp. 5-6 에 발표한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 다출력부호기를 인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발성활동 
검출기형의 장치가 전송에 필요한 출력을 정한다. 샘플링별로 4 개의 비트, 즉 1, 1/2, 1/4 또는 1/8 비트가 가능하다. 
전송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전송되는 파라미터들은 계속 LPC 를 경유하는 스펙트럼의 포락선이고, 여기에너지에 관한 
표시이다.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각 트램에 전송되고, 최저위출력시스템은 발생기 CNG와 비슷한 기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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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 A. GROSSM 이 " A High performance Audio Codec for Viedoconferencing" ICSPAT, Santa Clara, 
Oct. 93, pp. 1039-1042 에 발표한 시스템도 예로 들 수 있다. 광대역의 가변출력식인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잡음코
드에 의하여 변환되는 계수의 대치절차가 이용된다. 그러나, 신호의 스펙트럼 포락선은 언제나 전송되며, 트램간 평활
화가 행하여진다.

본 발명에 의한 음성수치전송시스템내에서 쾌적잡음을 생성하는 방법 및 장치는 출력량이 대폭적으로 감소된 시스템의 
전송출력에 비교될 수 있는 고출력시스템의 합성과 동등한 양질의 합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양질의 쾌적잡음을 생성하기 위하여 전송될 주어진 음량과 출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주위환
경을 나타내는 양질의 쾌적잡음을 생성하는 것이다.

부호화된 음성신호가 활성트램이 전송되는 활성주기중 전송되고, 각 활성주기 다음에는 적어도 불활성트램이 전송되는 
불활성주기가 뒤따르는, 불연속음성수치 전송시스템내에서 쾌적잡음을 생성하는 방법 및 장치 - 본 발명의 목적 - 는 
각각 송신단에서 불활성주기가 탐지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 쾌적잡음을 기술하는 부호화된 파라미터 전체로 구성되는 침묵기술트램을 생성하여 전송하고, 이러한 침묵기술트램
은 이러한 활성주기에 뒤따르는 불활성주기의 1 차 침묵기술트램과 이러한 불활성주기에 연속되는 모든 불활성트램에 
대한 1 차 트램을 구성한다.

- 현행 불활성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 및 기억한다.

- 현행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기준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기준에 따라, 이러한 현행불활성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
럼을 기준주파수 스펙트럼과 비교한다.

- 현행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기준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부재기준에 따라, 이러한 불활성트램주기중 새로운 침묵
기술 트램의 전송을 연기한다.

- 이러한 현행불활성 트램중 새로운 침묵기술트램을 만들어 전송한다. 이에 의하여 선행 침묵기술 트램중 그 주파수 스
펙트럼이 기준주파수 스펙트럼과 다른 침묵기술트램의 전송량만큼 쾌적잡음의 전송량을 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과 장치는 수신단에서 음성의 디코더와 연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주목할만하
다.

- 연속되는 각 침묵기술트램별로, 부호해독된 파라미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쾌적잡음을 기술하는 부호화된 파라미터 
전부의 부호를 해독한다.

- 음성디코더에서 부호해독된 파라미터를 처리한 후, 해당 쾌적잡음을 합성한다.

본 발명에 의하여 쾌적잡음을 생성하는 방법을 첨부도면에 의하여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래의 기술에 관한 도 1 과 관련하여, 음성수치 전송시스템내에서 쾌적잡음을 생성하는 종래의 장치에는 송신단
에 음성부호기 이외에, DAV 라고 하는 발성활동검파기와 발생기 CNG 가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 이러한 장
치는 송신채널에 관하여 앞에서 설명한 방법중 하나에 의하여 송신단에서 침묵기술트램 또는 트램 SID를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수신단에서는 송신에 이용되는 음성부호기도 예측형 부호기인 때에는 예측형 음성디코더가 전송된 음성신호 및 트램 
SID 의 부호를 해독하고, 수신단에 있는 발생기 CNG에 의하여 상응하는 쾌적잡음을 생성할 수 있다.

그외에도, 도 2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성의 수치전송은 불연속적으로 행하여지고, 따라서 이러한 전송은 부호화된 음
성신호의 트램들이 전송되는 연속활성 주기로 구성되나, 이 활성주기는 음성신호 트램이 전송되지 아니하는 불활성주기
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중단된다. 이와 같은 주기의 지속시간은 전송의 비동기성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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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인 쾌적잡음의 생성방법은 불활성주기가 탐지된 후에 송신단에서 사
용된다. 불활성주기의 탐지는 예를 들면, 불활성주기가 유효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시간대기가 적용되는 발성활동 검파
기 DAV 에 의하여 전달되는 신호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대기도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
여, 도 2a 에 도시된 탐지주기를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도 2a 도에서는 탐지주기가 고찰된 활성주기에 뒤이어 점선
으로 구획되어 있는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은 각 불활성주기가 탐지된 후, 도 2a 에 도시된 단계 (100)에서, 전술한 탐지주기가 끝나는 즉
시 트램 SID 또는 침묵기술 트램을 생성 및 전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침묵기술 트램은 쾌적잡음의 부호화원 기술적 파
라미터들 전부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침묵기술 트램은 사실상 활성주기에 뒤따르는 불활성주기와 전술한 탐지주기의 
1 차 불활성 트램을 구성한다.

도 2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그 다음에는 이러한 불활성주기의 연속적인 현행 불활성 트램 전부
에 대하여, 단계(101)에서 이 현행 불활성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기억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러
한 현행 불활성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단계(102)에서 기준주파수 스펙트럼과 비교한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단계(10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현행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
기준에 다라, 새로운 침묵기술 트램 즉 트램 SID 의 전송을 연기하거나, 현행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부재 기준에 따라, 각 트램 SID 별로 1 차 트램 SID 를 위하여 이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현되는 
단계(100)에서, 이러한 현행 불활성 트램 주기중 새로운 침묵기술 트램을 생성하여 전송한다. 도 2a 에서는 현행 트램
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기준에 따라, 새로운 트램의 전송유예는 참조 부호 104 로 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은 쾌적잡음의 전송량을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 선행 침묵기술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
럼과 다른 침묵기술 트램의 전송량만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인 쾌적잡음 생성방법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기준주파수 스펙트럼은 각 침묵기술 트램이 생성될 때 얻는 
주위잡음의 주파수 스펙트럼으로부터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에는 도 2a 도에 도시된 바와 같
이, 각 트램 SID 별로 기준주파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주위잡음의 기억단계 (103)가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의 개시에 관하여는 침묵기술 트램의 송신에 관한 결정은 이 경우에는 현행트램의 주파수 스펙트
럼과 기준주파수 스펙트럼의 비교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활성주기의 1 차 불활성 트램에 있어서는 기준스펙
트럼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1 차 트램 SID 주기중에는 이 기준스펙트럼(Sfr)은 예측하거나, 트램 SID 를 구상하기 위
하여 산출한 기준스펙트럼으로부터 직접 구하여, 후속 불활성 트램들의 처리를 위하여 기억된다. 이러한 기준스펙트럼
은 불활성주기의 1 차 트램 SID 를 초기화하기 위하여 이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송신된 각 새로운 침묵기술 트램
으로 갱신된다.
    

각 트램 SID 별로 산출되고, 기준주파수 스펙트럼도 구성할 수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개산은 도 2b 에 의하여 설명할 
적당한 실시예에 따라 행할 수 있다.

도 2b 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각 트램 SID 을 주위잡음의 변화에 접합
시킬 수 있고, 따라서 트램의 스펙트럼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변화의 특성요소들을 참작할 수 있는 과정에 따라, 각 
침묵기술 트램, 즉 트램 SID 를 작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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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침묵기술 트램의 작성과정에는 이전 평균 주파수 스펙트럼(SFmp)을 작성하기 위하여 
연속불활성 트램의 평균주파수 스펙트럼을 결정하는 단계가 포함될 수 있고, 도 2b 에서는 이 과정이 참조부호 1041 
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전 평균주파수 스펙트럼(Smp)은 다음의 방정식(1)을 만족시킨다.

상기식에서, 현행 불활성 트램(SFC) 이전의 복수의 연속불활성 트램(SFl, SFi, SFn)에 있어서, 이전 평균주파수 스펙
트럼은 n 연속불활성 트램의 n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산출평균에 일치한다.

트램 SID 은 단계(1042)에서 실현된다.

단계(1042)는 방정식(1) : SFc ≡ SFmp 에 의하여 상징되는 이전 평균주파수 스펙트럼과 현행 불활성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 시험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합치의 법칙 또는 기준은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의 기준은 비교되는 주파수 스펙트럼들의 엄격한 일
치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단계는 사실상 주파수 스펙트럼의 국부적 정상성에 대한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은 전술한 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기준에 따라, 단계(1043)에서는 침묵기술 트램 SID 로서 이
전 평균 스펙트럼 SFmp 를 선택하고, 전술한 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가 결여되어 있는 때에는 단계(1044)에서 이에 
상응하는 현행 불활성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선택한다.

이러한 조작방식은 그것에 따라 트램이 국부적으로 정지된 스펙트럼 구역이나, 정지되지 아니한 스펙트럼 구역에 나타
나는 현행 불활성 트램의 침묵 스펙트럼을 매우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전 평균 스펙트럼의 계산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연속불활성 트램의 수(n)는 예를 들면, 100 ms 에 상응하는 시간
간격을 얻을 수 있게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그외에도, 이와 같이 구성된 침묵기술 트램 SID 은 전송되기 전에 미리 정량
화 된다.

본 발명에 의하여, 수신단에서, 불연속 음성수치 전송시스템내에서 쾌적잡음을 생성하는 방법을 도 2c 에 의하여 더 상
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c 에 의하여,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단계(200)에서 부호 해독된 파라미터를 만들기 위하여, 각 연속 침묵기술 트
램별로, 쾌적잡음의 부호화원 기술적 파라미터들 전부의 부호를 해독하고, 이어서 부호 해독된 파라미터들을 처리한 후 
음성 디코더에서 합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파라미터들은 단계(201)에서 음성디코더에 의하여 상응하는 쾌적잡음
을 합성할 수 있다. 부호 해독된 파라미터들의 처리는 적당한 재부호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쾌적잡음 생성방법은 송신단과 수신단에서 이용되는 음성부호기가 부호해독기가 예측형
일 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호해독된 신호는 여기신호를 여과하여 얻으며, 여과신호는 합성필터 LPC (이하 필터 LPC 라 한다)
에 의하여, 장기여기의 가장 혁신적인 사정에서 얻는다.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은 그 스펙트럼이 쾌적잡음을 생성하기 위한 신호를 합성할 수 있는 필터 LPC 를 여기시키기 위
한 백색잡음의 특성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여기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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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주위잡음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는 스펙트럼의 포락선에 있어서는 필터 LPC 의 계수에 의하
여 주어지고, 전술한 스펙트럼의 수준에 있어서는 여기신호의 에너지에 의하여 주어진다.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은 송신단에서 도 2a 에 의하여 이미 설명한 기본적인 단계들을 다시 시작한다.

이 방법을 도 2d 에 의하여 설명하되, 동일한 단계들에 대하여는 침묵기술 트램의 전송에 관한 조직에 관한한, 표 1 을 
붙여서 동일한 참조부호를 표시하였다.

도 2d 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의 적당한 실시예에 의하면, 사용되는 방법은 한편으로는 필터 LPC 의 정상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너지의 정상성에 의한 트램 SID의 전송 또는 비전송의 결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2b 에서 사용되고, 여기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1 차 트램 SID RK 단계 (100')에 전송된 후, 현행트램(Fc)의 필터 
LPC 를 현행필터(Fc)를 단계(101')에 기억시킴으로써 비교한 다음에, 단계(102')에서 현행필터(Fc)를 단계(103')
에 따라 선행트램 SID 중 얻고 기억된 기준필터(Fr)에 비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계(102')에서 전술한 필터들의 일치가 없는 때에는 새로운 트램 SID 이 단계(100')로 전송된다. 단계(100', 101', 
102' 및 103')들은 도 2a 의 단계(100, 101, 102 및 103)에 비하여 거의 변동되지 아니한다.

반대로, 현행필터에 관한 필터 (Fc)와 기준필터에 관한 필터(Fr)가 일치하는 경우, 도 2d 에 도시된 사용방법은 단계
(104'a)에서 현행트램(Ec)의 여기에너지를 평가하고, 단계(104'c)에서 현행트램의 전술한 여기에너지(Ec)를 전행 트
램 SID중에 평가된 기준에너지(Er)에 비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는 도 2d에서는 단계(104'b)에 표시되
어 있다.

단계(104'c)의 시험에 따라, 현행 트램의 여기에너지와 기준에너지의 비교가 중요하고, 이 비교는 이러한 에너지들의 
차를 한계값(Eo)에 대한 비교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법은 전술한 단계(100')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트램 SID 을 생
성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된다. 반대로, 단계(104'c)의 시험에 따라, 전술한 여기에너지들 사이의 차가 경미한 경우에는 
방법은 도 2a 의 단계(104d)와 유사한 단계(104'd)에서 트램의 전송을 연기하는 것으로 된다.

도 2d 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을 실시하는 범위안에서, 필터 LPC 의 비교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필터 LPC 의 벡터 정량화방법에 의하여 이용되는 거리의 기준들을 이용할 수 있다. 전술한 거리들은 이다구라 사이또 
거리, 사실에 가까운 최대거리 또는 예를 들면, 계수 LPC 에서 나온 파라미터, 한쌍의 스펙트럼선, log area ratios 등
에 의하여 산출되는 유클리드 거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신호의 에너지에 있어서의 정상성에 관한 한, 인간이 청취하는 음향시스템의 감도의 선형성 결여는 부호기내에서 
이용되는 이들의 정량화에서 이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술한 부호화과정은 현행트램의 여기에너지 (Ec)와 기준에너
지 (Er)를 이러한 에너지들의 정량화 지수로부터 비교하는 것을 우선으로 행한다.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이용되는 
정량자는 트램 SID 내의 부호화된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정량자로 한다.

필터 LPC 의 평가과정 및 침묵기술 트램 SID 용 여기에너지의 평가과정은 쾌적잡음 발생장치의 적당한 실시예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설명한다.

여기신호들의 계산에 관한 한,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은 그 스펙트럼이 백색 잡음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그 
평균에너지가 디코더에 전달되는 에너지인 여기신호를 생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기신호의 간단한 합성방법
은 균일한 확률밀도와 주어진 진폭의 신호들 예를 들면, 전달되는 에너지에 따라 계산하여 무작위로 구성할 수 있다.

또다른 방법은 음성부호기에서 이용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여기를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합성하는 것으로서, 이 방법
의 장점은 수신부분에 있는 디코더에 외부 모듈을 실현할 수 있다는데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의 견지에서, 여기의 
유형이 크게 변경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호해독된 선행트램들이 파단될 위험이 매우 적다. 제 2 방법의 실시예는 해
당장치의 실시예를 설명할 때 다음에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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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에 따라, 불연속음성의 수치전송시스템내에서 쾌적잡음을 생성하는 장치로서, 전술한 바와 같은 쾌적잡
음을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를 도 2e 에 의하여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e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술한 장치에는 각 활성주기에 따라 탐지주기중 각 활성주기의 끝을 탐지하는 모듈(2)이 
음성부호기(1)에 연관되어 있다.

모듈(2)은, 음성부호기(1)에 상호접속되어 있고, 부호화된 음성트램이 전송되는 활동주기의 존재와 침묵기술 트램이 
전송되어야 하는 또는 어떠한 트램도 전송되지 아니하는 활성의 부재주기를 나타내는 논리신호(VADin)를 전달하는 통
상적인 유형의 발성활동 검파기로 구성할 수 있다.

    
그외에도, 도 2e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생기 CNG(3)는 한편으로는 음성부호기(1)에 연결되어 있고, 또다른 한편으
로는 발성활동 모듈(2)에 결합되어 있다. 멀티플렉서(4)는 한편으로는 음성부호기(1)에 의하여 전달되는 부호화된 음
성트램과 발생기 CNG(3)에 의하여 전달되는 부호화된 침묵기술 트램 또는 트램 SID 에 의하여 구성되는 신호들을 수
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발생기 CNG(3)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는 전송의 유형을 나타내는 신호(VADout)를 
수신한다.
    

    
도 2e 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인 장치는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 의한 방법에 관련하여 설명한 과정의 원칙
들을 취한다. 발생기 CNG(3)에는 불활성 주기중, 쾌적잡음의 부호화된 기술적 파라미터 전부로 구성된 침묵기술 트램
을 조건부로 생성 및 전송하는 하나의 모듈(3a), 현행 불활성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 및 기억시키는 하나의 모
듈(3b), 현행 불활성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현행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기준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 및 일치
부재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하여지는 명령신호를 전달하는 기준주파수 스펙트럼과 비교하는 하나의 모듈(3c), 모든 모
듈을 위하여 하나의 신호(VADout)를 정보를 부호화하는 3 개의 수준, 즉 활성트램, 비전송트램 및 침묵기술 트램에 
전달하는 현행트램용 전송유형을 평가하는 하나의 모듈(3d)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듈(3d)은 한편으로는 발성활동을 탐지하는 모듈(2)에 의하여 생성된 신호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하에서 말하는 
모듈(3c)에 의하여 생성된 비교신호를 수신한다. 현행 트램이 활성인 때에는 모듈(3d)은 이 정보를 신호(VADout)로 
중계한다. 그러나, 현행트램이 활성주기의 1차 불활성트램인 때에는 모듈(3d)은 신호(VADout)에 침묵기술 트램 정보
에 부합되는 값을 할당하여, 새로운 침묵기술 트램의 전송을 허가한다. 현행 트램이 불활성 트램이지만, 불활동구역의 
1 차 불활성 트램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듈(3c)은 현행 트램의 주파수 스택트럼을 기준주파수 스펙트럼과 
비교하고, 이러한 스펙트럼들의 일치 및 일치부재의 기준에 따라, 비전송 정보 트램과 침묵기술 트램을 나타내는 신호
(CMP)를 전달한다. 이러한 경우에, 모듈(3d)은 신호 CMP 에 근거하여, 현행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기준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시에는 모든 전송을 연기시킬 수 있고, 이러한 스펙트럼들의 일치가 부재인 때에는 새로운 침묵기술 트
램을 전송할 수 있는 전송정보를 신호(VADout)내에 부호화한다.
    

모듈(3a,3b)은 일정수의 음성부호기 관리신호(Sg)들을 음성부호기와 교환한다. 이러한 모듈들은 입력에서, 현행 트램
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타를 수신하고(모듈 3b), 출력에서는 현행트램 전의 일정수의 트램들의 주
파수 스펙트럼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타를 수신하며(모듈 3a), 모듈(3a)은 음성부호기의 필요에 따라, 수신단에 위치
한 음성디코더와의 비동기화를 피하기 위하여 그 기억 장치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신호들을 음성부호기에 전달한다.

모듈(3a)은 입력에서, 모듈(3b), 신호 SFc 에 의하여 생성된 현행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도 수신한다.

    
음성부호기(1)가 각 음성트램별로 분석순서(M)의 분석모듈(LPC)이 포함되어 있는 음성부호기이고, 분석순서가 음성
신호의 자기상관 함수(Acf)의 (M+1)계수를 만들어내는 필터 LPC 의 계수들의 수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트램의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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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C 를 나타내는 M파라미터(Lpc)가 각 트램별로 선행트램의 파라미터 Lpc 를 이용하는 예측 부호화방법에 의하여 부
호화되는 매우 유리한 경우에, 쾌적잡음 생성장치를 도 3a에 의하여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파라미터 Lpc 의 
예측부호화는 이 장치를 작동시키는데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나, 이 장치를 이해하는데에는 영향을 준다. 파라미터 Lpc 
의 예측부호화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부호기의 경우에는 장치를 간소화하기가 용이하다.
    

음성부호기(1)는 예를 들면 합성분석법에 의하여, 합성필터 LPC 를 여기하기 위하여 디코더에서 산정되는 것과 동일
한 여기신호를 만들어 기억시킨다.

도 3a 는 도 2e 도에서 이미 도시된 장치의 일반구조를 다시 취하였다. 발생기 CNG(3)는 예측형의 음성부호기(1)로
부터 음성신호의 자기상관함수(Acf) 선행트램의 파라미터 Lpc,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트램에서 나오는 여기신호 Exc 
를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일정수의 여기신호샘플 Exc(n)등을 수신한다. 전술한 샘플의 도입은 예측부호기의 장기여기
를 쾌적잡음의 합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발생기 CNG(3)를 도 3b에 의하여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실시예는 음성
부호기가 예측형 부호기인 경우와 같다.

도 3b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인 장치, 특히 발생기 CNG (3)에는 현행트램 Pc 에 관한 파라미터들의 계
산모듈(30)이 포함되어 있고, 음성신호의 자기상관함수 Acf 신호를 수신하고, 출력에서 현행트램 Pc 의 파라미터에 
상응하는 신호를 생성한다. 이러한 파라미터에는 현행필터 Fc 와 현행 여기에너지 Ec 가 포함되어 있다.

    
발생기 CNG(3)에도 도 3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호화된 음성트램 또는 침목기술 트램인 트램 SID 를 송신할 것인가, 
아니면 송신을 정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발성활동신호 VADin 와 현행트램에 관한 파라미터 Pc 및 후술하는 
모듈(32)에 의하여 전달되는 기준 파라미터 Pr 를 수신하는 모듈(31)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듈(31)은 전송형의 신호 
VADout 를 3 개의 수준, 즉 현행 불활성 트램중 송신의 전면결여에 해당하는, 즉 발성활동 탐지모듈(2)에 의하여 전
달되는 신호 VADin=0 에 대한 제 1 수준 VADout = 0, 할성트램중 부호화된 음성트램의 송신에 해당하는, 즉 VAD
in = 1 에 대한 제 2 수준 VADout = 1, 및 불활성트램중 트램 SID 의 송신에 해당하는, 즉 VADin = 0 에 대한 제 
3 수준 VADout = 2 에 전달한다.
    

발생기 CNG(3)에는 VADout 입력신호에 한하여 각 트램 SID마다 계산되는 기준파라미터 pr 에 해당하는 신호들을 계
산하는 모듈(32)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파라미터들에는 기준필터 Fr 와 기준여기에너지 Er 가 포함된다. 이 모듈은 
입력에서 자기상관신호 Acf와 현행 트램의 파라미터 Pc 를 수신한다.

발생기 CNG(3)에는 또한 침묵기술 트램 SID 를 부호화된 형태로 발생시키고, 전송형의 신호 VADout 와 기준파라미
터 Pr 에 해당하는 신호를 수신하고, 부호화된 침묵기술 트램의 신호를 조건부호 인동하는 모듈(33)도 포함되어 있다.

발생기 CNG(3)에는 여기신호 Exc 를 발생시키고, 전송형의 신호 VADout, 기준파라미터 Pr 에 해당하는 신호, 경우
에 따라서는 채택된 생성방법에 따라 음성부호기에 의하여 제공되는 여기신호의 특정수의 샘플을 수신하는 모듈(34)이 
포함되어 있다.

발생기 CNG(3)에는 재활성화된 여과파라미터의 기술적 신호 Lpc 를 발생시키고, 전송형 신호 VADout, 기준파라미터 
Pr 에 해당하는 신호, 음성부호기(1)에 의하여 전달되는 선행트램의 파라미터의 기술적 신호 Lpc 등을 수신하고, VA
Dout 에 한하여 현행트램을 위한 신호 Lpcr 를 조건부로 재활성화시키는 모듈(35)이 포함되어 있다.

모듈 발생기 CNG(3)의 작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듈 발생기 CNG(3)는 입력에서 발성활동 탐지모듈(2)에 의하여 전달되는 불활성트램 VADin 0, 활성트램 VADin 1 
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다. 이 모듈 발생기는 음성모듈부호기(1)로부터 각 트램별로 다음과 같은 것도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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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트램 음성신호의 자기상관 함수신호 Acf,

- 적어도 선행트램에 관한 파라미터들의 기술적 신호 Lpc 로서, 예측 정량자에 의하여 이용되는 음성부호기(1)의 적
어도 선행트램의 파라미터 Lpc 에 해당하는 신호,

-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의 여기신호,

모듈 발생기 CNG(3)는 출력에서 각 트램별로 전술한 3 개수준 VADout 에 대한 전송형 신호를 생성한다.

발생기 CNG(3)는 그외에도, 침묵기술 트램 SID 을 위하여, 트램 SID 을 구성하는 부호화된 침묵삽입 파라미터들을 생
성한다.

발성활동모듈 VADin 에 의하여 전달되는 활동신호가 0 과 동일한 불활성 트램을 위하여, 모듈 발생기 CNG(3)는 경우
에 따라서는 현행 트램의 여기신호 Exc 와 재활성화된 파라미터 Lpc 의 신호 Lpcr 를 전달한다.

발생기 CNG(3)의 전반적인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신호 VADin 가 1 과 같은 경우에는 트램은 활성으로 되고, 발생기 CNG(3)는 이 정보를 VADout = 1 내에 소산시
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기타의 경우에는 모듈(30)이 현행트램에 관한 파라미터 Pc 를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그다음에는 모듈(31)이 현행트램을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는가 또는 이러한 현행트램이 전송될 트램 SID을 구성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 현행 트램이 활성주기후의 1 차 불활성 트램인 경우에는 이는 트램 SID 이고,

- 그렇지 아니하면, 모듈(31)이 선행트램 SID 에 대한 기준 파라미터의 계산 모듈(32)에 의하여 생성된 기준파라미
터 Pr 를 이용하고, 현행 트램이 트램 SID 인가의 여부를 확증한다.

현행트램이 트램 SID 인 때에는 VADout = 2,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VAD = 0.

현행트램이 트램 SID 인 때에는 모듈(33)이 트램 SID 의 파라미터를 부호화 한다.

전술한 2 가지 경우에 있어서, 즉 VADout = 0 또는 2 에 있어서, 모듈(34)은 현행트램에 관한 여기신호 Exc 를 생성
한 다음에 처리하고, 모듈(35)은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신호 Lpc 를 처리한다.

부호화된 음성트램 또는 침묵기술트램, 트램 SID 의 송신 또는 송신의 정지를 결정하는 모듈(31)의 연산방식을 도 3c 
에 의하여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트램이 1 차 불활성트램인가의 여부, 즉 VADin(t) = 0 에 대하여 VADin(T-1) = 1 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하여 실시하는 선행트램에 관한 신호 VADin에 대한 시험 t-1(1020)은 1021 에서 신호 VADout = 2 의 생성, 즉 트
램 SID 의 전송결정을 유발한다.

반대로, 시험(1020)에 부정적인 응답이 있는 때, 즉 VADin(t-1) = 0 인 경우에, 선행트램이 불활성인 때에는, 현행
트램에 관한 필터 LPC 가 단계(1022)에서 다음 방정식(3)에 의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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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식에서, 계수 at(i)는 전술한 자기상관신호 Acf 의 자기상관계수에 근거하여 계산된 필터 LPC의 계수를 나타내고, 
i 는 각 계수의 지수를 가르킨다.

이러한 필터의 값은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의 실시에 관한 설명에서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이, 선행트램 SID 중 기억된 전
달함수의 기준필터 Aref(Z)와 비교된다. 이와 같은 비교는 전술한 이다구라사이또 거리를 이용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거리를 한계값과 비교하며, 이에 의하여 대수계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한계값과의 비교는 다음 방정식(4)에 의하여 
행하기 때문에, 나눗셈을 빼버릴 수 있다.

상기식에서, Errt는 현행트램용 잔류에너지 LPC 로서, 나머지 신호 LPC 의 자승합을 나타내고, 이러한 잔류에너지는 
레빈슨/러빈법에 의한 필터계산절차를 거쳐 얻을 수 있다. RAref 은 다음의 방정식(5)을 만족시키는 기준필터 계수의 
자기상관 Aref(Z)에서 유도된 함수를 나타낸다.

방정식(4)의 부등식이 만족되면, 필터 LPC 는 기준필터와 유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현행트램은 새로운 트램 LP
C 및 VADout = 2 로서 정의된다.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단계(1022)에서, 현행 트램의 여기에너지 E t를 평가하는 연산이 잔류에너지 LPC Err t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현행 여기에너지 Et 를 평가하기 위하여, 잔류에너지 LPC Err t를 인수 CE 로 곱한다. 그다음에, m
개의 트램(여기에서 m 은 예를 들면, 100 내지 200 ms 의 시간간격에 해당하는 정수이다)에 대한 에너지의 평균을 구
하고, 다음의 방정식(6)에 다라 정량화 Q(.) 연산을 실시한다.

상기식에서, i(t)는 현행트램을 포함한 m 연속트램의 평균에너지의 정량화 지수를 나타내고, 이 연산은 도 3C 의 단계
(1023)에서 실시된다.

전술한 트램의 수는 각 불활성구역이 시작될 때 1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예정된 최대치에 달할 때까지 하나씩 증
가될 수 있다.

    
전술한 연산(1023)에 뒤이어, 현행트램 필터 LPC 와 기준필터 Aref(z)의 비교로 구성되는 연산(1024)이 행하여진다. 
전술한 시험 (1024)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있는 때에는 신호 VADout 가 단계(1024)에서 2 에 위치함으로서 트램 S
ID 의 전송이 허가된다. 시험(1024)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있는 때에는 시험(1025)가 실시되고, 이 시험은 앞의 방정
식(6)에 의하여 얻은 에너지 평균을 정량화한 값에 대한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현행 트램에 대한 정량화지수 i(t)는 선
행트램 SID 중 다음의 방정식(7)에 의하여 얻는 기준트램의 경량화지수 iref와 비교된다.

 - 11 -



등록특허 10-0357254

 
    

시험(1025)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있는 경우에, 부등식이 만족되면, 여기에너지의 수준이 변하고, 현행트램이 트램 SI
D 로서 정의된다.

시험(1025)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있는 때에는 현행트램이 전송되지 아니한 침묵트램(1026)으로서 정의되고, 신호 V
ADout 는 0 과 같게 된다.

침묵기술 트램, 즉 부호화된 트램 SID 을 발생시키는 모듈(31)의 연산방식을 도 3d 에 의하여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트램 SID 이 부호화될 때에는 새로운 기준필터 Aref(z)가 계산된다.

먼저, 이러한 연산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전달함수가 Apast(z)로 표시되어있는 이전평균필터 LPC 가 다음 방정식(8)
에 의하여 단계(1100)에서 평가된다.

이 필터는 현행트램의 선행하는 P1 트램의 신호 Acf 의 자기상관합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이 필터 계수들의 자기상관 
RApast, 계산은 전술한 방정식(5)에 의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다.

국부적 정산성의 측정시험은 전술한 방정식(2)에 의하여, 도 3c와 관련하여 설명한 시험(1024)과 유사한 방법으로 1
101 에서 실시한다. 시험(1101)에 있어서의 한계값은 한계값 1과 동일한 값으로 한다. 전술한 시험(1101)에서 긍정
적인 응답이 있는 때에는 단계(1103)에서는 현행필터를 방정식 Aref(Z) = At(Z)에 의한 기준필터로서 선택할 수 있
고, 따라서 기준필터의 새로운 자가상관함수 RAref 가 계산된다.

시험(1101)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있는 때에는 이전평균필터가 방정식 Aref(Z) = Apast(Z)에 의한 기준필터로서 선
택되고, 기준필터 계수들의 자가상관함수는 다음 방정식(9)에 의하여 재활성화된다.

정량화 단계(1104)는 앞서 선택된(1104) 기준필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들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정량화 연산은 부호
기에 의하여 이용되는 절차에 따라 행하여지며, 여기에서 얻은 코드는 부호화된 트램 SID 내에 삽입된다.

단계(1105)에서는 1023 i(t)에서 이미 계산되어 정량화된 여기에너지는 해당 트램 SID 내에 삽입되어, 기준에너지 
iref 로서 기억시킨다.

여기신호의 합성에 관하여는 iref 가 기준에너지의 정량화 지수를 나타내고, gref 가 다음의 방정식에 의하여 얻은 샘
플별 평균에너지의 제곱근과 동일한 회복된 이득을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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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식에서, Q-1 는 역정량화 연산을 나타낸다.

현행트램의 이득 gt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gt = gref 불활성주기초

· gt = α x gt-1 + (1-α) x gref 불활성주기중

이 방정식에서, α 는 0 과 1 사이에 포함되는 실계수이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의 실시에 관한 설명에서 이미 설명한 제 1 방법에 있어서는 여기신호의 합성은 무작위표본추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트램의 여진의 N 샘플 추출은 균일한 법칙의 무순발생기를 이용하여 시간간격 [-
gt x               내에서 행할 수 있다.

여기신호의 제 2 합성방법은 여기신호 Exc 의 특징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코드들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이러한 코드들
을 직접으로 디코더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쾌적잡음의 발생기로부터 디코더로의 자율적인 내이식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고, 활성트램과 쾌적잡음 사이에 전환이 있는 순간에 여기신호내에 불연속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현행 트램용으로 부호해독된 여기의 에너지가 바람직한 에너지, 즉 이 트램을 구성하는 N 샘플을 얻기 위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Ngt2 (gt2 는 샘플별 평균에너지에 해당한다)에 부합되게 하려면, 여기파라미터의 코드들을 조정하여야 한다.

    
음성부호기들이 장기예측을 이용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이전여기의 샘플들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사전을 이용하는 때
에는, 여기 LTP, 장기예측여기, 일반적으로 0 이나 0 에 가까운 이득을 정량화한 가장 작은 이득을 선택함으로써 이러
한 여진을 매우 간단하게 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기는 실제로 그 에너지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혁신(innovatio
n)으로 감소된다. 그러나, 다수의 음성부호기에 있어서는 장기예측여기의 억제는 그 특성이 백색잡음의 특성이 아니고, 
디코더에 의하여 합성된 쾌적잡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빈약한 스펙트럼 여기를 생성한다.
    

여기 LTP 를 이용할 수 있고, 여기 LTP 와 혁신의 추가에 의하여 얻는 총여기의 이득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방법을 도 3e 에 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에 의하면, 음성부호기는 이전트램에서 나온 여기신호로서, 도 3b 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신호 Exc
pas 의 특정수의 샘플들을 모들 CNG(3)에 전달하여야 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N 샘플의 트램은 여기파라미터들을 계산하고 부호화하는데 근거가 되는 L 샘플의 N/L 블록으로 분할
된다. 이러한 블록은 음성부호기의 필요에 따라 세분할 수 있고, 장기여기코드들의 계산주기는 혁신의 계산주기와 반드
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도 3e 에서는 단계(1201)는 N/L 샘플들의 하나의 블록을 완결하는 계산의 변수를 0 에서 시작할 수 있다.

n = 0 내지 N-1 을 가진 샘플 Exc(n)에 의하여 구성되는 여기신호 Exc 는 현행트램에 대하여는 장기예측여기 e LT

P (n)과 혁신여기 βu(n) (여기에서, u(n)은 혁신파의 형태를 나타내고, β는 각 블록별로 생성된 여기에너지를 제어
할 수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이득을 나타낸다)의 일차결합으로서 정의된다.

장기여기파라미터의 코드들은 각 지수블록; 별도 단계(1202)에서 무작위로 추출된다. 장기여기의 에너지를 제한하려
면, 장기여기이득의 코드에 대한 억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성부호기에 의하여 제공되는 이전신호샘플 Excpas 
를 이용하여, 블록에서 n = jL + K 이며, K 가 0 에서 L-1 로 변경될 때, 신호의 샘플 e LTP (n)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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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단계(1203)에서 혁신파형태의 코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혁신여기신호를 얻는다. 이때, 블록상에서는 n 
= jL+K 이고, K 가 0 에서 L-1 로 변경될 때, L 파형샘플 u(n)을 얻는다.

단계(1204)에서는 혁신여기이득의 정량화지수 ind 를 구하고, 반대정량화 연산에 의하여 관련이득 β도 구할 수 있다. 
다음의 방정식(10)에 의하여 구하고자 하는 값 gt 2 에 가장 근사한 샘플별로 평균에너지를 블록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
수를 선택한다.

상기식에서, 이득 β 는 혁신여기이득의 양기초의 복원값 전체를 나타낸다.

장기여기 및 혁신여기의 이득이 벡터량 기호에 의하여 공동으로 정량화되는 경우에, 전술한 방법의 일변형은 다음과 같
다. 즉, 단계(1202)에서 1 과 동일한 이득에 대하여, 기간 LTP 을 나타내는 코드들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여진 e LT

P (n)을 얻는다. 그 다음에 방정식(10)이 다음 방정식(11)에서 수정된다.

반대양화이득 β1, β2 는 배터량기호사전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선택한다.

단계(1204) 다음에는 여기신호 Exc 가 현행블록의 샘플에 대한 Exc 를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단계(1205)가 뒤따른다.

단계(1206)에서 얻는 계산 j 의 변수(이러한 변수의 값에 대한 시험은 단계(1207)에서 실시된다)의 증분에 의하여 하
나의 트램을 구성하는 샘플전부를 위한 여기신호를 얻을 수 있다.

불연속음성의 수치전송시스템내의 쾌적잡음 발생장치를 수신단측에서 도 4a 및 도 4b 에 의하여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4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장치에는 쾌적잡음 또는 더 상세히 말하면, 연속침묵기술트램내에서 쾌적잡음을 부호
화한 기술적 파라미터 전체의 부호를 해독하는 하나의 모듈(5)이 포함되어 있다.

모듈(5)은 음성디코더에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듈(5)에 의하여 처리되는 현행 트램의 유형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며, 이 
정보는 송신단에서 생성되는 3 개 수준의 신호 정보와 침묵기술트램 또는 부호화된 트램 SID 를 재생한다. 그외에도, 
모듈(5)은 음성디코더로부터 디코더와의 동기화를 보장하는 관리신호 Sg 도 수신한다.

모듈(5)은 현행트램에 관한 쾌적잡음의 기술적 파라미터 PBc 를 생성할 수 있다.

음성신호의 디코더는 한편으로는 부호화원 음성의 트램들을 수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트램에 관한 쾌적잡음 파라
미터 PBc 의 기술적 신호를 수신한다. 이 디코더는 합성에 의하여, 앞의 도면에서 부호해독된 신호라고 하는 합성된 음
성 신호를 전달한다.

음성신호 디코더가 예측디코더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도 4a 에 도시된 모듈(5)을 도 4b 에 의하여 더 상세히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부호해독 모듈(5)에는 전송된 부호화된 침묵기술트램의 신호를 수신하고, 여과파라미터의 부호화된 
기술적 신호 LPC (도 4b 상에서는 현행 트램에 관한 이 신호가 L PCc 로 표시되어 있다)와 합성된 여기신호의 수준을 
기술하는 정량화 이득의 지수신호 iref 를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의 디멀티플렉서(50)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파라미
터들은 그 다음의 트램 SID 에까지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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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 전술한 정량화 이득지수신호를 수신하고, 반대양화이득신호 gref를 전달하는 반대양화 모듈(51)도 제공되어 
있다.

현행트램에 관한 여과파라미터 LPC 의 부호화된 기술적 신호 LPCc , 적어도 선행트램에 관한 여과파라미터 LPC 의 기
술적 신호 Lpc 및 트램의 전송유형정보 VAD등을 수신하는 계산모듈(52)이 제공되어 있다. 이러한 계산모듈(52)은 
현행트램의 파라미터 LPC와 함께 정리되는 신호 LPC를 전달한다.

반대양화이득신호 gref 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여기신호 및 트램 VAD 유형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고, 현행트램에 관
한 여기신호 Exc 를 전달하는 여기발생모듈(53)이 제공되어 있다.

모듈(5) 디코더는 트램이 활성적이 아닌 때에만 작동한다.

모듈(5) 디코더는 입력에서, 신호 VAD0 에 의하여 주어지는 정보 : 비전송트램, 2 : 트램 SID 및 트램 SID 의 경우에
는 트램의 부호화원 파라미터를 수신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음성디코더가 다음의 데이타를 제공한다.

- 예측양기호에 의하여 이용되는 적어도 선행트램에 관한 파라미터 LPC, 이러한 선행트램 파라미터 LPC 에 관한 신호
는 Lpc 로 표시된다.

- 장기 예측자가 기억되어 있는 이전 여기신호 Excpas,

부호해독 모듈(5)은 출력에서, 각 불활성 트램별로 여기신호 Exc 및 반대양화 후 새로운 파라미터 LPC 신호 Lpc의 N 
신샘플들을 생성한다.

음성디코더는 불활성트램들의 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데이타들을 이용한다.

신호 VAD = 2 일 때, 정량화된 에너지를 위한 트램 SID 의 파라미터 L PCc 및 iref 가 부호해독되어 기억된다. L PCre

f및 gref 는 이단계에서 기억된 파라미터들이다.

VAD = 0 인 때에는 계산모듈(52)이 디코더에 의하여 제공된 이전파라미터 Lpc 를 이용하여 Lpcref 를 정량화하고, 
반대양화함으로써 새로운 파라미터 LPC 전체를 계산하며, 반대양화된 이득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현행트램에 관한 이
득 gt은 전술한 방정식에 의하여 정리된다.

전술한 두 경우에 있어서, 모듈(53)은 전술한 방법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현행트램에 관한 새로운 여기 Exc 를 
계산하고, 불활성트램들의 부호해독신호를 합성하는 음성디코더에 이를 전송한다.

쾌적잡음의 디코더모듈(5)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외적방식으로 디코더에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용되는 과정은 이 모듈내의 디코더의 주요기능중 일부를 이전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끝으로, 적당한 일실시예에서, 8 kHz 의 주파수에서 샘플링된 트램의 N = 240 샘플들에 있어서, 전술한 파라미터의 
적정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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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인수 CE와 그 앞의 값들은 텔레비전화용 예측형 부호기인 U. I. T. 에 의하여 표준화된 예측부호기 G 723 용으로 
적합하게 되어 있다.

위에서, 불연속 음성을 수치로 전송하는 시스템내에서 쾌적잡음을 생성하는 방법과 고성능장치를 설명하였다.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과 창치는 잡음의 특성이 변하였을 때, 이를 재생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파라미터들을 재생시키는 
과정이 불활성주기중 신호의 분석에 근거하여 실행되는 범위안에서 매우 유리하다. 트램 SID 의 전송은 1 차 불활성트
램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주기적으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장치 자체에 의하여 명령되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전송될 
데이타의 양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쾌적잡음의 양질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과 장치는 트램 SID 을 형성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위잡음의 변화를 복구시키면서, 
주위잡음의 정상성 및 비정상성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주목할만하다.

에너지의 정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측형의 음성부호기에 연결된 장치의 특별한 경우에는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을 
정량화된 여기신호의 에너지들의 비교를 실시하고, 이에 의하여 양기호의 지각특성중 일부를 간단한 방식으로 끌어낼 
수 있다.

제 2 여기파합성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 발명의 목적인 방법은 혁신사전 이외에, 적합한 사전 LTP 를 이용하는 
수단을 제안하며, 전송되는 에너지 이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개발중이다. 이와 같이 생성되는 여기파의 형태
들은 일반적으로 혁신사전만을 이용하는 스펙트럼보다 훨씬 풍부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전술한 모든 방법과 장치에 의하면, 전송수단이 취약하고, 조정계산이 복잡하더라도, 합성되는 양질의 잡음을 이용 및 
생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불연속음성을 수치에 의하여 전송하는 시스템에서, 활성트램들이 전송되는 활성주기중에는 부호화된 음성신호가 전송
되고, 각 활성주기 다음에는 적어도 불활성 트램들이 전송되는 불활성주기가 뒤따르는 시스템내에서, 쾌적잡음을 생성
하는 방법으로서, 불활성주기가 탐지된 때에는 송신단에서,

- 쾌적잡음의 부호화된 기술적 파라미터 전부로 구성되고, 활성주기에 뒤따르는 불활성주기의 제 1 침묵기술 트램을 
구성하는 하나의 침묵기술트램을 생성 및 전송하고, 이러한 불활성주기의 모든 연속현행 불활성트램에 대하여,

- 현행불활성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기억시키고,

- 이러한 현행불활성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기준주파수 스펙트럼과 비교하고, 현행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기준에 따라,

- 모든 전송, 특히 현행불활성트램주기중 새로운 침묵기술트램의 전송을 연기하고, 현행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기
준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부재기준에 따라

- 현행 불활성트램 주기중 새로운 침묵기술 트램을 생성 및 전송함으로써 쾌적잡음의 전송량을 선행침묵기술 트램주기
중 평가된 기준주파수 스펙트럼과 주파수 스펙트럼에 다른 침묵기술 트램의 전송량만큼 감소시킬 수 있는 단계들로 구
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기준주파수 스펙트럼이 각 침묵기술 트램이 생성될 때 평가되어 기억된 주위잡음의 주파수 스펙트럼
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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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부호화된 음성신호가 활성트램들이 전송되는 활성주기중 전송되고, 각 활성주기 다음에는 적어도 불활성트램들이 전송
되는 불활성주기가 뒤따르는 불연속음성전송시스템내에서 쾌적잡음을 생성하기 위한 침묵기술 트램을 생성하는 방법으
로서,

- 현행 불활성 트램전의 다수의 연속불활성 트램들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국부적 정상상을 측정하고,

- 이전평균주파수 스펙트럼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속불활성 트램의 평균주파수 스펙트럼을 결정하고, 이전 평균주파수 
스펙트럼과 현행 불활성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 및 일치부재의 기준에 따라,

- 침묵기술 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전 평균주파수 스펙트럼과 현행 불활성 트램의 스펙트럼을 선택함으로써, 현행 
불활성트램이 국부적으로 정상적인 스펙트럼 구역에 나타나거나, 비정상 스펙트럼 구역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모든 침묵기술트램용 침묵스펙트럼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예측형 음성부호기가 포함되어 있는 불연속음성수치전송시스템내의 쾌적잡음 발생기내에서 이용되는 여기신호를 이전
트램들과 음성부호기에 의하여 전달되는 장기예측 데이타 LTP 에서 추출되는 특정수의 여기샘플들에 의하여 합성하는 
방법으로서,

- N 샘플들을 포함하는 각 현행불활성트램을 각 N/L 연속샘플들이 포함되어 있는 N/L 블륵으로 세분하고(1201, 12
07),

- L 장기예측여기샘플 eLTP(n)을 얻기 위하여, 이전 트램에서 추출된 여기샘플들을 이용하여 장기예측 파라미터 코
드들을 무작위 추출하고(1202),

- 혁신파형의 L 샘플 u(n)을 얻기 위하여 혁신파형의 코드들을 무작위 추출하고(1203),

- 이득 β 의 정량화 지수에 의하여 이 이득 β 의 값을 정하고,

- 현행블록의 샘플들을 정리하여, 여기신호 Exc 를 결정하고, 이러한 여기신호를 이득 β 의 값으로부터 장치여기 e L

TP (n)와 혁신파형 u(n)의 1 차 결합으로서 정의하는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이득 β 의 값이 혁신파의 형태에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이득의 값이 현행블록상에서, 다음 방정식
의 최소화 기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값 gt 2 에 가장 가까운 샘플별 평균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정량화 지수를 얻고,

이러한 1 차 결합이 다음의 방정식, 즉

n = jL + X 이고, K가 0 에서 L-1 로 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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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시키는 여기신호 Exc 를 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이득 β 의 값이 각각 연관되는 이득의 값 β1, β2 에 근거한 가중계산에 의하여 장기
여기와 혁신파의 형태에 연관되고, 이러한 이득의 값들이 다음의 방정식, 즉

의 최소화 기준에 근거하여, 값 gt 2 에 가장 가까운 샘플별 평균에너지를 현행블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량화 지수의 선
택에 의하여 얻고, 이러한 1 차 결합이 다음의 방정식, 즉

n = jL+K 이고, K가 0 에서 L-1 로 변할 때,

를 만족시키는 여기신호 Exc를 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음성신호가 활성트램들이 전송되는 활성주기중에 전송되고, 각 활성주기 다음에 적어도 불활성트램들이 전송되는 불활
성주기가 뒤따르고, 침묵기술 트램들이 송신단에서 제 1 항에 의하여 전송되는, 불연속음성수치 전송시스템내에서 쾌적
잡음을 생성하는 방법으로서, 수신단에서 음성디코더와 연계하여,

- 각 침묵기술 트램별로, 연속적으로, 쾌적잡음의 부호화된 기술적 파라미터 전체의 부호를 해독하여 부호해독된 파라
미터를 생성하고,

- 부호해독된 파라미터들을 처리한 후, 음성디코더의 수준에서, 해당 쾌적잡음을 합성하는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음성신호가 활성트램들이 전송되는 활성주기중 전송되고, 각 활성주기 다음에 적어도 불활성 트램들이 전송되는 불활성 
주기가 뒤따르는, 불연속 음성수치 전송시스템내에서 쾌적잡음을 생성하는 장치로서, 송신단에, 쾌적잡음 발생기를 구
성하는 다음의 수단들, 즉

- 불활성 주기가 탐지된 때에는, 쾌적잡음의 부호화된 기술적 파라미터 전부로 구성되는 침묵기술 트램으로서, 활성주
기의 뒤따르는 불활성주기의 1 차 침묵기술 트램을 구성하는 트램을 조건부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수단,

- 이러한 불활성 주기의 모든 연속현행 불활성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기억시키는 수단,

- 현행 불활성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기준주파수 스펙트럼과 비교하고, 현행 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기준주파
수 스펙트럼의 일치 및 일치부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명령신호를 전달하는 수단,

 - 18 -



등록특허 10-0357254

 
    
- 비교수단에 의하여 전달되는 결정된 명령신호를 수신하고, 현행 불활성 트램 주기중 새로운 침묵기술 트램의 전공을 
억제 및 허가함으로써, 현행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기준주파수 스펙트럼이 일치하는 때에는 모든 전송, 특히 새로운 
침묵기술트램의 전송을 연기시키고, 현행트램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기준 주파수 스펙트럼의 일치부재시에는 새로운 침
묵기술 트램을 전송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쾌적잡음의 전송량을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 선행침묵기술트램주기중 평
가된 기준주파수 스펙트럼과 다른 침묵기술 트램의 전송량만큼 감소시키는 수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전송시스템의 송신단에, 발성활동신호를 전달하는 발성활동장치와 예측음성부호기로서, 필터 LPC 
에 의하여 음성신호를 분석하고, 음성신호 자기 상관함수의 신호, 선행트램에 관한 예과 파라미터 LPC 의 기술적 신호, 
조건부로 적어도 하나의 선행트램의 여기신호 등을 전달하는 부호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쾌적잡음 발생기를 구성하는 
다음 모듈, 즉

- 현행 트램에 관한 파라미터의 계산모듈로서, 음성신호의 자기상관함수신호를 수신하고, 현행 트램 파라미터에 상응
하는 신호를 생성하는 모듈,

- 부호화된 음성트램과 침묵기술 트램의 송신 또는 송신정지의 결정모듈로서, 발성활동신호, 현행트램 파라미터 및 기
준 파라미터에 상응하는 신호를 수신하고, 3 개 수준, 즉 현행불활성 트램중 송신전면부재에 상응하는 제 1 수준, 활성
트램중 부호화된 음성트램의 송신에 상응하는 제 2 수준, 불활성 트램중 침묵기술트램의 송신에 상응하는 제 3 수준에
서 트램전송형 신호를 전달하는 모듈,

- 기준파라미터의 조건부 계산모듈로서, 입력에서 음성신호 자기상관함수신호와 현행트램 파라미터에 상응하는 신호
를 수신하고, 기준파라미터 신호를 전달하는 모듈,

- 부호화된 침묵기술트램의 발생모듈로서, 전송유형신호와 기준파라미터에 상응하는 신호를 수신하고, 부호화된 침묵
기술 트램신호를 조건부로 전달하는 모듈,

- 여기신호의 발생모듈로서, 전송유형신호와 조건부로 음성부호기에 의하여 제공되는 이전 여기신호를 수신하고, 트램
전송유형신호에 조건부로 현행트램용 여기신호를 전달하는 모듈,

- 재실현되는 여과파라미터 LPC 의 기술적 신호의 발생모듈로서, 트램전송유형신호와 음성부호기에 의하여 전달되는 
선행트램의 파라미터 LPC 의 기술적 신호를 수신하고, 트램전송 유형신호에 조건부로 현행트램용 재실현된 파라미터 
LPC 의 기술적 신호를 전달하는 모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음성신호가 활성트램이 전송되는 활성주기중 전송되고, 각 활성주기 다음에 제 1 항에 의하여 송신단에서 적어도 침묵
기술트램이 전송되는 불활성주기가 뒤따르는, 불연속음성수지 전송시스템내에서 쾌적잡음을 생성하는 장치로서, 수신
단에 쾌적잡음의 부호화된 기술적 파라미터 전부의 연속된 각 침묵기술 트램내의 부호를 해독하는 수단이 포함되어 있
고, 이러한 수단이 처리된 현행트램의 유형에 관한 정보와 부호화된 침묵기술트램의 신호를 수신하고, 음성디코더로부
터 현행트램에 관한 쾌적잡음의 기술적 신호가 포함되어 있는 부호해독된 파라미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음성디코더와의 
동기적 작동을 보장하는 관리신호를 수신하고, 부호해독수단이 한편으로는 부호화된 음성트램을 수신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현행트램에 관한 쾌적잡음의 기술적 신호를 수신하는 음성신호 디코더에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음성 디코더
가 합성에 의하여 합성된 쾌적잡음을 인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19 -



등록특허 10-0357254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음성신호의 디코더가 예측디코더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부호해독수단에 적어도,

- 전송되는 부호화된 침묵기술 트램신호를 수신하고, 현행트램에 관한 여과파라미터 LPC 의 부호화된 기술적 신호와 
합성된 여기신호를 기술하는 정량화된 이득지수 신호를 전달하는 하나의 디멀티플렉서,

-정량화된 이득지수신호를 수신하고, 역량화된 이득신호를 전달하는 하나의 역량화 모듈,

- 현행트램에 관한 여과파라미터 LPC 의 부호화된 기술적 신호, 적어도 선행트램에 관한 여과파라미터 LPC 의 기술적 
신호 및 트램전송유형에 관한 정보 등을 수신하고, 현행트램에 관한 파라미터 LPC 와 함께 정리된 신호를 전달하는 하
나의 계산모듈,

- 역량화된 이득신호와 조건부로 이전여기신호 및 트램전송유형 정보를 수신하고, 현행트램에 관한 여기신호를 전달하
는 하나의 여기발생모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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